
아시아 최초, 국내 최대 유튜브 빅데이터 플랫폼,소셜러스

2019년한국유튜브데이터인사이트분석보고서
Since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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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2019 누적 조회수 증가

2018-2019 한국유튜브 구독자, 조회수성장

2억 9,223만

5억 2,712만

8억 8,785만

1,050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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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의 구독자와 조회수 성장 총평은 “양은 증가, 성장률은 소폭 감세” 라고 할 수 있습니다.
2018년 구독자는 2억 9,223만명에서 1년간 5억 2,712만명으로 총 2억 3,489만명 증가하며 성장률 80%를 기록한데 반해

2019년에는 3억 6,073만명 증가로 총량은 증가하였으나 성장률은 68%를 기록하며 소폭 감세하였습니다.
유튜브가 양적인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, 점유율이 충분히 높아져 성장세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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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독자 조회수 좋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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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2019 한국유튜브 성장률
2018년과 2019년 한국 유튜브 전체 성장은 “2018년 평균 78.24% 성장, 2019년 평균 62.87% 성장” 입니다.

성장률이 소폭 하락한 것은 유튜브 인기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,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. 
구독자나 조회수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, 2019년까지 양적 위주로 성장하였다면, 2020년부터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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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한국유튜브 구독자등급별평균분석
주요 유튜브 채널들을 비슷한 규모의 구독자 그룹으로 묶어 분석한 데이터입니다. 

구독자가 성장할수록 누적 조회수, 업로드 영상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싫어요 1개당 받는 좋아요의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. 

구독자 누적 조회수 평균 업로드 영상 평균 비디오당 조회수 평균 좋아요:싫어요 평균

5백만 이상 3,883,579,941 1,466 8,342,206 20.5

3백만 ~ 5백만 1,364,757,403 1,079 3,245,344 23.6

1백만 ~ 3백만 631,587,992 888 1,607,550 25.7

50만 ~ 1백만 272,771,164 860 794,359 30.1

30만 ~ 50만 118,189,008 806 300,320 36.8

10만 ~ 30만 53,799,116 670 180,863 37.9

5만 ~ 10만 21,265,521 565 82,421 38.8

3만 ~ 5만 15,452,497 478 116,870 34.3

1만 ~ 3만 9,320,509 390 74,457 36.3

5천 ~ 1만 5,072,738 269 42,821 39.3

3천 ~ 5천 2,049,454 147 25,146 35.4

1천 ~ 3천 1,163,588 145 17,865 32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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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한국유튜브 카테고리별인사이트
2018년 주요 카테고리 Top 50개 채널의 조회수/좋아요 데이터를 분석한 인사이트입니다.
“2018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는 키즈, 게임, 음악/댄스 분야지만, 

좋아요를 많이 받는 카테고리는 음악/댄스, 뷰티/패션, 엔터테인먼트” 였습니다.
특히, 음악/댄스, 뷰티/패션, 엔터테인먼트, 인물/유명인 등의 카테고리는 조회수에 비해 시청자의 반응이 월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

2019 한국유튜브 카테고리별채널분포
2019년 한국 유튜브 채널들의 카테고리 분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. 

“게임, 엔터테인먼트, 뷰티/패션, 푸드/쿠킹” 카테고리에 속한 채널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.
‘키즈’의 경우 상대적으로 채널 수는 적은 편이며, 유튜브의 아동 보호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채널이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그 외에도 IT/기술/과학, 뉴스/정치/이슈, 교육/강의 카테고리의 채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2019년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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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한국유튜브카테고리별 구독자/조회수성장률
2019년도 역시 키즈, 게임, 음악/댄스, 엔터테인먼트 등의 카테고리가 2018년과 같이 여전히 높은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

2019년 구독자가 급상승한 채널은 “여행/아웃도어 (690%), 뉴스/정치/이슈 (597%), IT/기술/과학 (204%), 경제/금융/재테크 (170%)”입니다.
구독자가 급성장한 카테고리는 조회수도 동반 상승하였으며, 음악/댄스 카테고리는 조회수 성장이 구독자 상승률을 초과하여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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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한국유튜브 좋아요:싫어요비율분포
영상이 ‘싫어요’를 1개 받을 때 ‘좋아요’를 몇 개 받는지 백 만개 이상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. 

좋아요:싫어요 비율이 높을수록 시청자가 해당 영상을 더욱 좋아한다는 의미로 시청자 반응을 확인하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.
전체 영상의 40.9%(5개 이하 13.7%, 5~9개 9.8%, 20개 이하 20.4%)가 싫어요 1개당 좋아요를 20개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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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셜러스는
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아시아 최초의 유튜브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.

소셜러스는 축적된 국내 최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크리에이터, MCN, 에이전시, 광고주를 위해

유튜버랭킹, 채널/영상성과분석보고서, 프리미엄멤버쉽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

혁신적인유튜브광고매칭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크리에이터 관련 마켓을 선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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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셜러스랭킹
구독자/조회수는 물론 최근 성장률과 인기도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소셜러스 랭킹 알고리즘 및 카테고리별, 지난 시점 랭킹 확인 가능

카테고리별 채널 분류 및 다양한 정렬 기능

아시아 주요 국가별/통합 랭킹

국내 4000여개 이상의 채널 랭킹 및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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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널상세정보
채널 개요, 동급 비교 인사이트, 지난 시점 대비 성장률, 인기/최신 영상, 최근 30일 상세 데이터 등 채널의 상세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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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컨텐츠와데이터제공
주요 유튜브 채널의 일간 성장 데이터, 매일 급성장 채널 Top 10 및 최신 인기 영상 등의 다양하고 독자적인 컨텐츠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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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미엄
멤버쉽

스폰서형 AD 

채널/영상
성과레포트

공동마케팅

Customized
Web Service

소셜러스 모든 채널의
상세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는

유료 프리미엄 웹 멤버쉽

국내 최초의 CPV(Cost per View) 단가 방식으로
조회수를 보장하는 새로운 유튜브 광고 방식

MCN/에이전시를 위한
별도의 웹 구축 및 관리

채널 그룹의 월간 성장 분석 레포트
브랜디드 영상 성과 추적 레포트

채널 분석 컨설팅, 강연, 채널 홍보,
광고 매칭까지 통합 패키지 멤버쉽

이벤트, 행사, 전시회 등

소셜러스루키즈

소셜러스만의독자적인서비스



The only way,  Media Tech Business with 99% of YouTube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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